
제 8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ise 현명한 31 each 각각의

2 road 길 32 choose-chose-chosen 선택하다

3 agree 동의하다 33 create 만들다

4 on the way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34 attack 공격(하다)

5 however 그러나 35 wild 야생의

6 lost 길을 잃은 36 almost 거의

7 thick forest 울창한 숲 37 hunger 굶주림, 기아

8 further 더, 추가로 38 protect 보호하다

9 decide 결정하다 39 in the end 결국

10 way out 출구 40 survival 생존

11 for a while 잠시 동안 41 thief 도둑

12 strongly 강하게 42 kindness 친절함

13 correct 올바른 43 moved 감동 받은

14 disagree 반대하다 44 wisdom 지혜

15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45 safe 안전한

16 straight 곧바로, 직선으로 46 without ~없이

17 forever 영원히 47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18 path 길 48 trip 이동

19 shake one's head 고개를 젓다, 반대하다 49 pioneer 선구자

20 how to V ~하는 방법 50 discover 발견하다

21 solve 해결하다 51 thanks to ~덕분에

22 climb 오르다 52 since ~때문에

23 else 또 다른, 그 밖의 53 destination 목적지

24 separate 별개의, 다른 54 journey 여정, 여행

25 reach 도착하다, 도달하다 55 compare 비교하다

26 whole 전체의 56 decision 결정

27 hurry 서두르다 57 someday 언젠가

28 get to N ~에 도착하다 58 realize 깨닫다

29 bottom 바닥

30 wrong 잘못 된, 틀린

중3 능률 김성곤



제 8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wise 31 each

2 road 32 choose-chose-chosen

3 agree 33 create

4 on the way 34 attack

5 however 35 wild

6 lost 36 almost

7 thick forest 37 hunger

8 further 38 protect

9 decide 39 in the end

10 way out 40 survival

11 for a while 41 thief

12 strongly 42 kindness

13 correct 43 moved

14 disagree 44 wisdom

15 keep Ving 45 safe

16 straight 46 without

17 forever 47 even though

18 path 48 trip

19 shake one's head 49 pioneer

20 how to V 50 discover

21 solve 51 thanks to

22 climb 52 since

23 else 53 destination

24 separate 54 journey

25 reach 55 compare

26 whole 56 decision

27 hurry 57 someday

28 get to N 58 realize

29 bottom

30 wrong

중3 능률 김성곤



제 8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eparate 31 in the end

2 survival 32 climb

3 attack 33 further

4 wild 34 choose-chose-chosen

5 trip 35 decide

6 someday 36 whole

7 pioneer 37 wisdom

8 thick forest 38 on the way

9 correct 39 hurry

10 straight 40 almost

11 even though 41 decision

12 each 42 create

13 for a while 43 else

14 shake one's head 44 path

15 get to N 45 kindness

16 since 46 hunger

17 discover 47 realize

18 safe 48 thanks to

19 without 49 destination

20 protect 50 journey

21 way out 51 thief

22 however 52 compare

23 forever 53 disagree

24 how to V 54 wise

25 wrong 55 moved

26 agree 56 bottom

27 road 57 keep Ving

28 lost 58 strongly

29 reach

30 solve

중3 능률 김성곤



제 8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별개의, 다른 31 결국

2 생존 32 오르다

3 공격(하다) 33 더, 추가로

4 야생의 34 선택하다

5 이동 35 결정하다

6 언젠가 36 전체의

7 선구자 37 지혜

8 울창한 숲 38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9 올바른 39 서두르다

10 곧바로, 직선으로 40 거의

11 비록 ~일지라도 41 결정

12 각각의 42 만들다

13 잠시 동안 43 또 다른, 그 밖의

14 고개를 젓다, 반대하다 44 길

15 ~에 도착하다 45 친절함

16 ~때문에 46 굶주림, 기아

17 발견하다 47 깨닫다

18 안전한 48 ~덕분에

19 ~없이 49 목적지

20 보호하다 50 여정, 여행

21 출구 51 도둑

22 그러나 52 비교하다

23 영원히 53 반대하다

24 ~하는 방법 54 현명한

25 잘못 된, 틀린 55 감동 받은

26 동의하다 56 바닥

27 길 57 계속해서 ~하다

28 길을 잃은 58 강하게

29 도착하다, 도달하다

30 해결하다

중3 능률 김성곤



제 8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eparate 31 in the end

2 survival 32 climb

3 attack 33 further

4 wild 34 choose-chose-chosen

5 trip 35 decide

6 언젠가 36 전체의

7 선구자 37 지혜

8 울창한 숲 38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9 올바른 39 서두르다

10 곧바로, 직선으로 40 거의

11 even though 41 decision

12 each 42 create

13 for a while 43 else

14 shake one's head 44 path

15 get to N 45 kindness

16 ~때문에 46 굶주림, 기아

17 발견하다 47 깨닫다

18 안전한 48 ~덕분에

19 ~없이 49 목적지

20 보호하다 50 여정, 여행

21 way out 51 thief

22 however 52 compare

23 forever 53 disagree

24 how to V 54 wise

25 wrong 55 moved

26 동의하다 56 바닥

27 길 57 계속해서 ~하다

28 길을 잃은 58 강하게

29 도착하다, 도달하다

30 해결하다

중3 능률 김성곤



제 8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separate 별개의, 다른 31 in the end 결국

2 survival 생존 32 climb 오르다

3 attack 공격(하다) 33 further 더, 추가로

4 wild 야생의 34 choose-chose-chosen 선택하다

5 trip 이동 35 decide 결정하다

6 someday 언젠가 36 whole 전체의

7 pioneer 선구자 37 wisdom 지혜

8 thick forest 울창한 숲 38 on the way ~하는 길에, ~하는 도중에

9 correct 올바른 39 hurry 서두르다

10 straight 곧바로, 직선으로 40 almost 거의

11 even though 비록 ~일지라도 41 decision 결정

12 each 각각의 42 create 만들다

13 for a while 잠시 동안 43 else 또 다른, 그 밖의

14 shake one's head 고개를 젓다, 반대하다 44 path 길

15 get to N ~에 도착하다 45 kindness 친절함

16 since ~때문에 46 hunger 굶주림, 기아

17 discover 발견하다 47 realize 깨닫다

18 safe 안전한 48 thanks to ~덕분에

19 without ~없이 49 destination 목적지

20 protect 보호하다 50 journey 여정, 여행

21 way out 출구 51 thief 도둑

22 however 그러나 52 compare 비교하다

23 forever 영원히 53 disagree 반대하다

24 how to V ~하는 방법 54 wise 현명한

25 wrong 잘못 된, 틀린 55 moved 감동 받은

26 agree 동의하다 56 bottom 바닥

27 road 길 57 keep Ving 계속해서 ~하다

28 lost 길을 잃은 58 strongly 강하게

29 reach 도착하다, 도달하다

30 solve 해결하다

중3 능률 김성곤


